
Ⅱ. 자동차보험시장의 마케팅 전략 지향점

마케팅 전략은 시장상황 분석, 시장세분화·목표시장 설정·포지셔닝(STP :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그리고 마지막에 4P(Price, Product, 

Promotion, Place)를 이용한 마케팅 믹스전략의 단계를 거쳐서 수립된다. 마케팅

전략 수립의 단계 중에서 이 장은 자동차보험 시장상황 분석에 해당한다. 

이 장의 시장상황 분석에서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외부환경 및 경쟁수단 분석

을 통해 손해보험회사들이 현 시점에서 자동차보험시장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전략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보험 시장 

마케팅 경쟁전략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 요소인 자동차보험시장 성장

단계 및 정책당국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시장 내 경쟁상

황 및 손해보험회사의 마케팅 경쟁수단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장상황분

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의 지향점(방향 또는 목

표)을 도출하였다.

1. 자동차보험의 외부환경

가.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여건

1) 자동차보험 시장의 규모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현재의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1963년 4월, 법률 제1314호)과 자동차소유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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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동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망·도주 및 8대 중대교통법규

위반4) 사고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

리 특례법｣ 제정(1982년 1월), 급속한 경제발전 등에 힘입은 자동차대수 증가를 

통해 자동차보험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 

시장 성장률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연평균 20% 이상씩 늘어났으나, 1990

년대 이후 점차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성장률이 10% 이하로 줄어듦과 동시에 

둔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Ⅱ-1> 자동차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연도별 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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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승도(2010), p.20.

<표 Ⅱ-1> 연대별 수입보험료 연평균 성장률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평균성장률 26.2% 13.1% 6.8%

자료 : 기승도(2010), p.20-21.

4) 8대 중대교통법규위반 항목은 여러 번의 법률개정을 거쳐 현재 11대 중대교통법규 항
목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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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대수 전망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즉, 수입보험료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

동차대수이다. 기승도(2010)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즉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동차대수 증감이라고 분석5)

하고 있다. 기승도(2010)가 제시한 수입보험료 성장요인들 중에서 사고발생률 

및 보험원가 증가 등은 부정적 측면6)의 성장요인이므로, 이들 부정적 요인은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숙도 또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단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대수 증감 추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공개된 자동차대수에는 이 연구의 대상인 개인용 자동

차보험에 해당하는 차종구분이 없으므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수자료를 구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하는 자료 중에서 승용차(자가용) 구분은 있

고, 승용차(자가용) 중 대부분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해당하므로, 승용차(자가

용)대수의 증감 추이를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이 연구의 대상인 개인용 자동차

보험시장의 성숙도 또는 성장단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중에서 승용차 대수는 2000년대 이후 연평균 5.0%(연간 

약50만대)씩 늘어나서 2009년 12월 말에 약 1,200만대에 달한다. 신차가 연간 50

만대 정도 새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체 자가용 승용차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약 4.8%(연평균)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자동차대수 증가는 경

5) 기승도(2010)는 자동차보험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경요인과 내부요인
으로 구분할 수 있고, 환경요인에는 자동차대수 및 시장경쟁도, 내부요인은 사고발생
률 및 보험금 원가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여러 요인들 중에서 자동차 대수증
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2000년대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이 6.8%인데, 이중에서 자동차대수 증가가 기여한 정도는 5.2%p로 전체 성장률
의 76%(=5.2%(p) ÷ 6.8%(p))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6) 비록 과거자료에서 자동차보험 사고 관련 요인이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의 원인
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률 및 보험금 원가는 사회적 후생측면에서 부정적 요인
이므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사고발생률과 수입보험료 성장의 관계를 개괄
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사고발생률을 줄이려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므로 사고와 
관련한 자동차보험시장 성장 요인은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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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률 및 인구증가 등의 영향을 받는데,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

장률의 둔화 그리고 이후 인구성장추세 감소 및 고령화 비율 증가 등의 영향으

로 2000년대 이후 신차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Ⅱ-2> 2000년대 승용차(자가용) 등록대수 증가율
(단위 : 만 대)

연도
승용차대수

(A)

연간 증가
연간 성장률

대수 (B) 비중 (C=B/A)

2000 7,798     232 3.0% 3.1%

2001 8,588     789 9.2% 10.1%

2002 9,414     827 8.8% 9.6%

2003 9,942     528 5.3% 5.6%

2004 10,274     332 3.2% 3.3%

2005 10,759     486 4.5% 4.7%

2006 11,219     460 4.1% 4.3%

2007 11,674     455 3.9% 4.1%

2008 12,026     352 2.9% 3.0%

2009 12,552 526 4.9% 0.8%

연평균 - 499 4.8% 5.0%

자료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그러면 미래에는 자동차대수의 증가수준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

득수준 측면(경제성장률 측면), 인구통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소득수준 측면

과거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대수도 증가하

였다. 즉, 자동차대수 증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제품이므로 경제력을 갖춘 소비자가 늘어나야 자동차대수가 늘어나

기 때문에 국민의 소비수준 증가는 자동차대수 증가의 원인이 된다.

우선 2000년 이후 소득수준 변화를 보면,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1인당 GDP성장률은 승용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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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평균 성장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인당 GDP 성장추이가 지

속된다면 자동차대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향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

력은 4%대 초반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국내 

주요 전망기관들은 우리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990년대 6%대에서 2000년대 4% 

후반, 2010년대는 4% 초반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경제기

관들이 예측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실현된다면 경제성장

률로 인한 자동차대수 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3> 주요 기관들의 잠재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1991~2000 2001~2010 2011~2020

한국개발연구원
(2004)

고성장
6.8

5.2 4.9

저성장 4.7 4.3

한국은행(2005) 6.1
4.8

(’01~’04)
4.6

(’05~’14)
-

산업연구원(2006)
6.1

(‘91~’04)
4.9

(‘05~’10)
4.0

삼성경제연구소(2009)
7.0

(’91~’97)
4.5

(’98~’07)
3.8

(’08~’09)
-

자료 : 1) 한국개발연구원 외(2004),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 박양수·문소상(2005),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조사

월보 9월호
3) 산업연구원(2006),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4) 황인성(2009), ｢잠재성장률 추이와 부진의 원인｣, SERI 경제포커스 제254호, 삼성경제연

구소

주요 연구기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잠재성장률이 둔화된다면 자동차대수 증

가의 둔화에 따른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경쟁대

상, 즉 가입 대상(또는 경쟁시장)도 신규 자동차보다는 기존 자동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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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수 및 세대수 측면

과거 인구수와 세대수 증가추이와 자동차대수 증가추이의 관계를 보면, 인구

수 증가와 세대수 증가는 자동차대수의 증가추이와 매우 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대수 증가는 자동차대수 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세대수 

증가와 인구수 증가의 영향으로 2008년 현재 전체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17백만 

대에 이르게 되었다. 이 중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적용대상 자동차인 승용

차는 약 13백만 대 수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4백만 대 수준이다.

<표 Ⅱ-4> 인구수/세대수/자동차대수 변화
(단위 : 천 명, 천 세대, 천 대)

연도 인구수 세대수
등록대수

전체 승용차

1985 40,806 9,788 1,113 557

1995 45,093 14,244 8,469 6,006

2005 48,294 17,858 15,397 11,122

2006 48,498 18,327 15,895 11,607

2007 48,456 18,688 16,428 12,100

2008 48,607 19,005 16,778 12,484

주 : 승용차 등록대수는 ‘자가용’, ‘관용’ 및 ‘영업용’이 포함된 것임.
자료 : 경찰청(2009), pp.3-8.

<그림 Ⅱ-2> 세대수와 자동차대수의 변화관계 
(단위 : 천 세대, 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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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대수 증가와 관계가 있는 세대수는 향후에도 지

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통적 세대구성인 2-3세대 가구의 비중은 1975년 

88.1%에서 2008년 현재 61.8%로 축소된 반면, 1인 및 1세대 가구의 비중이 같은 

기간 중 각각 4.2%와 6.7%에서 20.1%와 16.7%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2020년에

는 21.6%와 19.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핵가족화의 심화에 따라 1970

년에 558만 가구에 불과하던 총가구수는 2008년 1,667만 가구로 지난 38년간 3

배(연평균 2.9%)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90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표 Ⅱ-5> 가구원수별 가계구성비 추계

구  분 2005 2007 2010 2020 2030

1인 20.0% 20.1% 20.2% 21.6% 23.7%

2인 22.1% 22.5% 23.1% 25.5% 28.1%

3인 20.9% 21.0% 21.0% 20.3% 19.1%

4인 27.0% 26.9% 26.6% 25.0% 22.7%

5인 7.7% 7.5% 7.2% 6.3% 5.4%

6인 1.7% 1.6% 1.4% 1.1% 0.8%

7인 이상 0.6% 0.5% 0.4% 0.2% 0.1%

평균가구원 2.89 2.83 2.73 2.48 2.35

자료 :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 

통계청의 예측처럼 향후 우리나라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자동차보험시장 잠재

력인 자동차대수 증가 잠재력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자동차

대수 증가율 수준은 핵가족화된 이들 세대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성장률과 연계하여 예측되어야 할 것

이다. 

자동차대수 증가의 다른 요인인 인구수 증가율은 줄어들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구감소는 자동차대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대수 증

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인구증가추이를 통계청 추계자료를 이용

하여 살펴보면, 인구증가율은 2008년 현재 0.3%에서 점차 둔화되고, 2018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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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인구규모 자체가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인구증가율 정체 또는 

인구 감소는 자동차보험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대수의 증가율이 감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통계청의 인구수 추계가 정확하다고 가정

한다면, 전체 인구수가 줄어드는 2018년 이후에는 인구수 감소가 자동차대수 감

소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정체 또는 둔화

의 원인이 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3> 국민 총인구추계 추이

             자료 : 통계청(http://www.kostat.go.kr)

이상의 자동차대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인구수, 세대수 변화추이를 종합하여 

향후 자동차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여 보면, 인구변화가 자동차대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효과의 방향(자동차대수 성장 잠재력의 방향)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구감소에 따른 자동차 대수 감소 가능성과 세대수 

증가(핵가족화)에 따른 대수 증가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다. 인구감소 추세와 핵

가족화 추세 중 어느 추세가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자동차대수 증가 정

도가 결정될 것이다. 다만, 자동차대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변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인구관련 변수의 변화로 자동차대수 감소 현

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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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인구요인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인구수 감소

세대수 증가

∙ 대수증가율 하방경직 요인

다) 고령화 측면

연령대별 인구수 대비 자동차대수 비율(자동차소유 비율)을 보면, 20대가 

0.1%이고 21~25세는 3.8%, 60~64세는 22.7%, 65세 이상은 8.7% 수준이다. 즉, 60

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비율은 기타 주요 연령층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 고령자의 자동차소유 비율이 낮은 것은 은퇴로 경

제여건이 자동차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난 점, 자동차를 운전하

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의 변화,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료 혜택 등의 

여러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인구감소 현상과 더불어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자동차

대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진전추세를 보면,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1970년에 

3.1%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2000년에 7.2%에 이르고, 2008년에 14.5%에서 2020년에는 23.1%로 크

게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동차 소유비율이 낮은 고연령 계층의 구성

비는 2008년 14.5%에서 2020년에 23.1%로 12년 동안 약 8.6%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7) 향후 은퇴하는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과거 고령자보다 높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고령자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현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요인별 영향요인을 규명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령자의 자동차소유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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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연령대별 자동차대수 비교(2007년)
(단위 : 천 명, 천 대)

구 분 추계인구(A) 평균유효대수(B) 구성비(C=B/A)

20세 이하 1,849 2 0.1%

21~25세 3,562 136 3.8%

26~59세 25,581 8,417 32.9%

60~64세 1,950 442 22.7%

65세 이상 4,574 398 8.7%

주 : 1) 통계청자료는 2006년 11월에 작성한 2007년 추계자료이며, 평균유효대수는 FY2007의 자
동차등록대수 통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구성비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두 통계를 동시에 사용하였음.

2) 자동차 대수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평균유효대수 기준임.
자료 : 1) 기승도(2009), p.90.

2)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표 Ⅱ-7> 고령자 구성비 증가추이

구 분 2008년 2012년 2018년 2019년 2020년

60~64세 4.1% 4.7% 6.8% 7.2% 7.5%

65세 이상 10.3% 11.7% 14.3% 14.9% 15.6%

합계 14.5% 16.4% 21.1% 22.1% 23.1%

자료 : 통계청(http://www.kostat.go.kr), 연령별 추계인구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면, 자동차대수증가율에 미치

는 부정적 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통계청의 예측을 보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령화로 인한 대수 증가를 억제하는 효

과는 이른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할 개연성이 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8)이 7%에서 14%, 14%에서 20%로 증가되는 속도가 선진국

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8) 고령자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령화
사회는 고령자 비율이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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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고령화 증가속도

구분

노인인구비율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자료 : 통계청(2006), 장례인구추계결과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고령화는 향후 자동차대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동차 소유비율이 낮은 고령자 인구수의 증가는 전

적으로 자동차대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빠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령화로 인한 자동차대수 성

장률 둔화는 이러한 속도에 비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Ⅱ-5> 고령화의 영향

∙ 자동차대수 증가 억제요인

∙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고령자
구성비 증가

라) 대당 인구수 측면

우리나라와 인구수, 국토면적 등 여건이 비슷한 선진국의 대당 인구수와 우리

나라의 대당 인구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대당 인구수에 따른 분석은 자동차보험

종목별 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9).

9) 선진국의 자동차구분통계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통계분류로 구
분할 수 없고, 비교 대상국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용 승용차의 구성비가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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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대당 인구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2008년 현재 2.9명 수준이

다. 자동차 대당 인구수 2.9명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매우 높은 수준

으로 대당 인구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자동차대수 성장잠재력은 아직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국토규모 및 인구수 측면에서 여건이 비슷한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과 비교하여 보면 아직도 자동차대수 증가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9> 자동차 1대당 인구수 
(단위 : 천 대, 명)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인구수(천명) 47,733 48,022 48,230 48,387 48,584 48,780 48,992 49,269 49,540

자동차대수 12,059 12,914 13,949 14,587 14,934 15,396 15,895 16,428 16,794

1대당인구수 4.0 3.7 3.5 3.3 3.3 3.2 3.1 3.0 2.9

자료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표 Ⅱ-10> 주요 국가 자동차 대수당 인구수(’07년 기준)
(단위 : 만 대, 명)

구 분 미국 일본 독일
이탈
리아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스페인
한국

(’08년)

자동차대수 24,870 7,571 4,402 4,037 4,010 3,703 3,535 3,411 2,718 1,643

1대당인구 1.2 1.7 1.9 1.5 33.1 1.7 1.7 4.2 1.6 2.9

자료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다만, 각 국가의 자동차 대당 인구수 차이는 인구수 성장률, 경제여건, 국토규

모 및 국민의 의식차이 등 여러 요인이 모두 반영된 결과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의 대당 인구수가 주요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순히 산술적으로 

자동차대수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 자동차 대당 인구수가 주요국에 비하여 높은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대수 증가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체자동차에서 개인용의 비중이 높으므로, 전체 자
동차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개인용 승용차의 추세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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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단계

자동차보험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동차대수의 현재까지 증가추이 및 자동차

대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보험 

성장의 기반인 자동차대수 성장가능성은 제한적이나마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것은 향후에도 현재의 자동차대수 증가율 수준이 유지 또는 감소할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낮은 자동차대수 증가율 수준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이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주기가 성숙시장에 진입하였거

나 가까운 미래에 성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Ⅱ-11> 자동차대수(자동차보험 산업) 성장성(요약)

요인 영향 효과

대당인구수 대수 성장요인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존재
(속도는 미정)

인구감소 대수 감소요인 성장 잠재력 억제

고령화비율 대수 감소요인
성장 잠재력 억제
(고령화 정책에 따라 효과가 달
라질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 대수 증가요인 - 

자동차대수 증가율 이외 보험료 규모 측면10)에서 보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성

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보험료 성장요인에는 기승도(2010)가 

제시한 것과 같이 자동차대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다. 자동차대수 측면만 

보면,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산업의 경쟁환경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보험료 수

10) 보험료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성의 세부분석 내용은 기승도(2010)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기승도(2010)의 연구내용을 일부 요약하여 설명하
고,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개괄적인 결론을 유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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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측면에서의 성장성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포함)시장에

서 직판상품과 비직판상품의 경쟁으로 직판상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개연성

이 큰 것처럼 보험료 성장을 억제하는 다양한 상황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직판시장의 점유율 부분에 한정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의 경우, 승용차 중 직판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국의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비직판상품에 

비하여 저렴한(광고에 따르면 약 10% 이상 저렴함.) 직판상품의 점유율이 늘어

날수록 전체 자동차보험료 시장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의 감소11) 추세(또는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을 줄이려는 시장의 노력) 

및 보험금원가의 증가율 둔화 경향도 향후 자동차보험시장의 보험료 성장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자동차보험시

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부정적 요인들 때문

에 성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동차보험 경쟁정책12)

1) 진입장벽 정책

자동차보험시장은 2000년 1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으

며, 그 결과 직판전업사들이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

다. 진입규제 완화와 직판전업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진출과정을 보면, 우선 보험

11) 사고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자동차보험제도가 역선택 또는 모럴해저
드를 유발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가정하에서 예측한 것
이다. FY2010년에는 경제성장률 회복, 유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적응 등이 다각적
으로 작용하여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 자동차보험은 규제산업 중 하나이므로, 정책방향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경쟁전략
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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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의 ‘시장진입규제완화’는 2000년 1월 보험사업 최저자본금 기준이 완화되면

서 시작되어, 2003년 5월 보험종목별 허가제도와 통신판매전문회사의 최저 자

본금이 완화되었다. 시장진입규제 완화는 2001년 10월 당시 교보자동차보험

(주)이 온라인 판매방식을 이용한 시장진입의 단초가 되었다. 당시 보험업의 진

입규제 완화시점에 맞추어 교보자동차보험(주)은 2001년 10월에 온라인 판매방

식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입하였다.

이후 2003년 5월 보험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한 보험업법 개정으로 교원나라 

자동차보험(현재는 ‘더 케이 손해보험’임.)회사, 다음다이렉트(현재는 ‘에르고 다

음다이렉트’임.)회사 및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표 Ⅱ-12> 보험업법의 진입규제 완화 경과

개정연월 개정 전 개정 후

2000.1.21
법률 제6175호

(법 제6조 제1항)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하여야만 
보험사업을 영위가능

보험사업 중 일부만 영위하는 보
험사업자의 경우에는 100억 원 이
상의 범위에서 자본금 또는 기금
을 차등

2003.5.29
법률 제6891호

(법 제9조 제2항)
대면, 비대면회사 동일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의 최저자
본금을 일반 보험회사의 3분의 2
로 완화

자료 : 이성남·김건식(2003), pp.33-50.

진입규제 완화 이후 새로운 시장진출자가 늘어난 상황으로 볼 때, 법률상 현

재 자동차보험시장의 진입규제 장벽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즉, 단종보험회

사(특정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낮은 수준의 자본금 기

준 및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제정 등으로, 법률상 요건만 갖추면 자동

차보험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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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및 상품 정책13)

자동차보험료 조정 및 상품개발과 관련한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을 보면, 손

해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요율을 조정하거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즉,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에 부합하게 요

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에 부합하지 않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처

리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에 부합한 상품개발이나 보험료 조정은 보험개발원

의 검증을 거쳐 추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및 요율조정 관련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추가

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14)에서

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요율조정 및 상품개발 내용 및 절차는 보험업감

독규정 제7-50조(자동차보험)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률 및 보험업감독

규정의 세부내용을 볼 때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업감독규정의 보고상품기준에 

부합하게 요율을 조정하거나 상품을 개발하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요율조정 및 

상품개발을 제한받을 요소는 없다. 

그런데 손해보험회사들은 자유롭게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상품

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즉, 손해보험회사들은 보

험업감독규정 제7-50조(자동차보험)의 내용에 부합한 상품만 개발하려는 경향

13) 2010년 보험업법 관련 법규(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등) 개정 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될 법규 내용이 현재 법규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면 이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14)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
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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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고, 보험업감독규정을 벗어난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있

다. 이처럼 손해보험회사들이 소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이유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거처야 할 신고절차에 대한 번잡함15), 과거의 상품구조에 대한 관

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손해보험회사의 과

거 상품개발 행태를 볼 때,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에서 상품개발 범위를 확대하

지 않으면(보고상품 범위를 확대) 향후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요율조정 측면의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을 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업감

독규정 제7-50조(자동차보험)의 범위 내에서 실적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율

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상품이 지니고 있는 사

회보험적 성격으로 인해 손해보험회사가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려고 

할 때(특히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할 때), 소비자의 반발에 부닥치곤 한

다. 즉, 손해보험회사는 국민의 여론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소

비자의 압력 때문에 손해율이 악화되더라도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면 손해보험

회사는 악화된 손해율을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로 자동차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료 인상여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상품개발을 통한 새

로운 효용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손해보험회사는 새로운 상품개발

을 통한 새로운 효용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제공된 효용에 합당한 가격을 책정

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보

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상품유형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

보험 상품개발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업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 요율조정 절차 및 상품개발 절차,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가격 및 상품경쟁에 대한 정책 방향은 ‘상품개발’ 및 ‘요율조정 자유

15) 상품개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험 요율 또는 상품내용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상품내용 및 요율산출방법이 자세히 기술된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기초서
류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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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효과가 요율부분에서만  제한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채널 정책16)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채널이므로 손해보험회사

들은 다양한 판매채널을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보험상품이 일반상품과 달리 불

완전판매 가능성 등 보험상품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험업법에서는 채널유

형, 활동범위 등을 명시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의 규정에서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의 범주를 보면 

5가지가 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

개인 등 5가지 범주 중에 하나의 자격을 획득한 자만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자(또는 회사)가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

업법에서 정하는 5가지 범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5가지 범주 중 하나의 자

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법시행규칙 등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자격취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Ⅱ-13>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판매자격(보험업법 제83조 : 모집할 수 있는 자)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인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

에 종사자로 신고된 자)

5.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

사자로 신고된 자

16) 이 장의 채널규제 부분은 이하 “3. 손해보험회사의 마케팅 경쟁전략”의 내용과 중복
되므로, 손해보험회사의 채널전략 부분은 본 내용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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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범주의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요건 중 보험업법상 보험모

집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따라 현재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채널의 유형은 대부분이 보험대리점 유형이다. 보험대리점 유형

은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전속대리점과 보험회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대리점이 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이외에 ‘직급’이라 부르는 보

험회사의 임직원 채널이 있는데, 보험회사 임직원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

는 비중은 매우 낮다. 보험대리점 및 직급 이외에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채널은 직판채널이다. 즉, 보험회사에서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직접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아래에서 반복). 이외에

도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해 마트나 카드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어 자

동차보험을 판매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판매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판매채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장 효과가 있는 판매채널은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포함)과 

직판방식이다. 이 중 직판방식은 보험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

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전화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수동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2000년 진입규제 완화 이후 직판

방식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현재 직판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 이외에도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직판형식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직판방식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현

재 17.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점유율 수준은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직판방식의 시장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보험대리점의 경우를 보면, 보험대리점 중에서도 전속대리점보다는 독립대리

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다. 보험회사 규모별로 대리점 유형에 따

른 의존관계를 보면, 대형보험회사의 경우 전속대리점에 대한 의존 비중이 크

고, 중소형사는 독립대리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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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직접 판매방식의 시장점유율 추이

구  분 FY ’04 FY ’05 FY ’06 FY ’07 FY ’08上(b)

온라인 6,171 9,009 12,832 17,762 9,836

점유율 7.2 10.3 13.3 16.4 17.8

주 : FY08은 상반기(’08.4~9월) 실적임.
자료 :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8.10.27)

2) 기승도(2010), ｢자동차보험 성장동력 고찰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태마진단, 
p.26.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은 법률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판매채

널을 확보하여 자동차보험영업을 하고 있고 보다 다양한 판매유형이 출현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 시 고지의무, 설명의무 등 법률상 준수해야하

는 사항이 많은 보험상품의 특성 때문에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채널의 종류가 무

한정 늘어나도록 허용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현재 법률상 채널의 종

류를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채널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널의 종

류가 제한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보험회사들

은 직판채널(전화 또는 인터넷), 마트제휴 및 카드사 제휴 등을 통해 다양한 방

식으로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들 채널 중에서 자

동차 보험료와 연계된 채널은 직판채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가격과 연계된 

다양한 채널전략을 실행하는데 다소 제약요인이 된다. 직판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은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있으나, 법률규정

상 동일한 가격규정을 찾기 어려운데 관례적으로 동일가격 원칙이 적용되고 있

다. 따라서 직판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의 자동차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채널관련 자동차보험 상품가격 정책17)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7) 보험회사 및 당국의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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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정책 방향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진입장벽은 2000년 초반에 낮아진 

상태이며,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상품개발 절차도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상 자유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판매의 중요한 수단

인 채널의 종류 및 운영현황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

라 자동차보험시장의 정책은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법적 측면을 살펴볼 때, 정책방향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가

격뿐만 아니라 상품개발 경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운영결과는 가격경쟁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0

년 이후 자동차보험 진입장벽이 낮아진 이후 직접판매 방식의 자동차보험 상품 

이외에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2. 자동차보험의 경쟁수단 활용18)

가. 경쟁정도19) 추이

2000년 이후부터 진행된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와 진입기준 완화에 따른 직

접판매방식이 자동차보험시장에 도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정도는 점

18)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정도 추이와 마케팅 전략의 4P관점, 특히 4P 중에서  Promotion

을 제외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Promotion은 Price, Product가 결정된 이후 소
비자에게 상품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므로, 동 부분을 연구범위에 
포함시키기에는 연구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점을 감안하였다.

19) 경쟁정도의 변화추이는 허쉬만 - 허핀달 지수(HHI)로 살펴보았다. 허쉬만 - 허핀달 지
수가 ‘0’에 가까울수록 집중도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집중도
가 증가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도가 완화된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
을 의미하며, 집중도가 강화된다는 것은 독점상태로 접근하므로 경쟁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 - 허핀달 지수는 경쟁정도를 
판단하는 일반적은 방법이므로, 이 연구에서도 허쉬만 - 허핀달 지수를 사용하여 자
동차보험시장의 경쟁정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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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방식의 회사(또는 상품)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

장집중도(HHI)는 FY’01에 0.1641에서 FY'09에 0.1454로 감소하였다. 직판전업사

가 2000년대부터 저렴한 가격(광고에 따르면, 평균 약 10% 이상 저렴함.)으로 자

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어 시장집중도 완화 

현상, 즉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 Ⅱ-15> 온라인보험 진입에 따른 집중도 변화추이

구  분 FY ’01 FY ’02 FY ’03 FY ’04 FY ’05 FY ’06 FY ’07 FY ’08 FY ’09

HHI 0.1641 0.1620 0.1553 0.1531 0.1465 0.1489 0.1473 0.1430 0.1454

차이 0.0073 -0.0021 -0.0068 -0.0021 -0.0067 0.0024 -0.0016 -0.0043 0.0024

온라인 
상품
판매

제일
롯데

메리츠 
동부
한화

그린 
흥국

삼성

전업사
진입

교보 더케이 다음
현대

하이카

주 : 일반물건 기준임. 

직판 전업사와 경쟁한 회사는 겸업방식의 소형사였으며, 대형사는 시장점유

율 측면에서 직판 판매방식의 영향을 소형사에 비하여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

다. 자동차보험 시장경쟁으로 온라인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증가되고 소형 겸

업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한 가운데 대형사는 시장점유율이 약간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형사는 온라인 판매방식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의 영향으로 시장점유율이 약간 감소(FY’01대비 FY’09 시장점유율이 약 1.8%p 

감소)하였다. 대형사의 경우는 온라인 판매 시장이 형성되자 자동차보험 대형사

라는 이미지 강화전략, 설계사 등 탄탄한 모집조직 활용, 위험도에 부합된 시장

세분화를 통한 직판전업사의 목표시장 잠식 등의 경영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

인다. 소형사의 경우 직판 전업사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

로 감소(FY’01의 20.2%에서 FY’09의 14.5%)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사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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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감소효과는 대부분 직판전업사의 시장점유율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소형사들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직판방식의 상품을 개발·판매하였으나, 

소형사의 상품광고 효과가 직판전업사의 상품판매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소

형사가 직판 판매상품을 시장에 출시한 연도가 FY’02, FY’05인데, 그 후광효과

(halo effect)로 직판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이 FY’03에 1.8%p, FY’05에 2.1%p로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겸업사 직판상품의 시장점유율 증가율

은 직판전업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즉, FY’03에 0.0%p, FY’05에 0.1%p).

<표 Ⅱ-16> 자동차보험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FY ’01 FY ’02 FY ’03 FY ’04 FY ’05 FY ’06 FY ’07 FY ’08 FY ’09

대형사(CR3) 58.1 59.2 58.5 56.6 56.6 55.8 57.0 56.4 56.3

소형사 20.2 18.6 19.6 20.1 18.2 17.9 15.4 14.5 14.5

온라인전업사 - 0.4 2.1 3.4 5.5 6.7 8.8 11.9 12.2

(전년대비증감) (0.4) (1.8) (1.2) (2.1) (1.2) (2.2) (3.1) (0.3)

소형사온라인 - 0.0 0.0 1.1 1.2 3.6 4.6 6.0 -

(전년대비증감) (0.0) (0.0) (1.1) (0.1) (2.4) (0.9) (1.4) -

주 : 1) 대형사는 상위 3개사, 소형사는 하위 4개사임.
   2) 일반물건 기준임. 
   3) 대형사와 소형사의 경우 온라인 판매방식의 실적이 포함됨. 

나. 가격 경쟁전략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의 가격경쟁 전략은 2000년대 초

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직판전업사가 자동차보험시장에 저렴한 가격을 무기

로 시장에 진출하면서 저가격 전략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가격의 자

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직판회사의 존재는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손

해율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것(특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지속된 자동차보험시장의 영업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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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FY2001 FY2006 FY2007 FY2008 FY2009

영업수지 -544 -10,065 -5,352 -2,148 -9,365

자료 : 14개 손해보험회사 자료

2010년 현재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이 직판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에는 직판회사의 직판상품과 비직판 손해보험회사의 가격경쟁이었지만, 향후에

는 직판회사와 비직판회사의 구분이 아닌 직판상품과 비직판상품의 경쟁이 치

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자동차보험시장 전체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을 모토로 한 회사 간 가격경쟁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직판상품과 

비직판상품의 가격경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직판시장

의 점유율이 포화상태20)로 수렴되기 전까지는 직판상품과 비직판상품 간의 가

격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상품 경쟁전략

자동차보험 상품은 개인용(플러스개인용), 업무용(플러스업무용), 영업용 자

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과 그 외 운전자보험, 외화표시 자동차보

험 및 자동차 취급업자종합보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상품의 

구조는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다. 다만,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명칭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개인용(플러스개인용), 업무용(플러스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

차보험, 농기계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담보, 즉 상품내용에 해당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플러스보험의 경우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영업용, 농기계보험 제외) 담보로 나

20) 자동차보험에서 직판상품이 활성화된 영국의 경우 직판상품의 시장점유율이 40%에 
도달한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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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진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내용은 이

들 담보로 구성되어 있고, 보장내용도 모두 동일하다.

<표 Ⅱ-18> 자동차보험 종류 및 담보

자

동

차

보

험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의무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임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의무

이륜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임의농기계보험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기타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자료 : 기승도(2009), p.42.

각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에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가입금액 

1000만 원 한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

는 강제담보이고, 그 외 담보종목과 운전자보험,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및 자동

차 취급업자종합보험은 임의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회사별로 차

이가 없는 것은 법적 제약을 받는 자동차보험만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

동차보험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태동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담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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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만들어진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

의 사상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동 법률

에 따라 대인배상Ⅰ(책임담보)은 의무 가입화되었고, 대인배상Ⅱ는 법적으로 가

입이 유도되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보장내용에는 사망·부상·후유

장애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항목

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거나, 가입이 유도되고 있는 대인

배상 이외의 담보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담

보이다. 각 담보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목은 대인배상과 같이 해당 사고로 발생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 손해를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가입

자가 가입금액한도를 정함으로써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표 Ⅱ-19> 대인배상 보장내용

구  분 보장내용

사    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구조수색비

부    상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구조수색비, 기타손배금

후유장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개호비

비 

용

대인배상Ⅰ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 행사비용

대인배상Ⅱ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합의·절
충비용, 소송·화해·중재비용 등

<표 Ⅱ-20> 대물배상 보장내용

구  분 종      류 비     고

직접손해 수리비, 교환가액 등 피해물의 원상복구 비용

간접손해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피해물 수리기간 중 상실된 이익

비    용
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

비용, 소송·화해 중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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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활성화된 기원이 ‘법률’이므로, 현재까지도 자동차보험의 모든 

상품내용은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법에 따라 의무 가입되고 있는 담보

의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한 보장내용이 법률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법률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는 상품개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Ⅱ-6> 현 자동차보험 상품내용

상품내용

동일한

요율구조

동일한

상품(약관)내용

이러한 법률의 영향은 임의담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자동차보험 상품이 법률에 근거한다는 인식은 자동차보험 상품내용이 

법적으로 또는 감독측면에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다. 법적 또는 감독측면의 제한은 본질적으로 자동차 사고 시 보장

해주는 기준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제한된 기

준 한도 내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손해보험회사는 추가적인 보장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자동차보험을 세금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니즈가 있는 상품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상황 및 소비자의 자

동차보험에 대한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와 같은 상품구조가 지금까

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이 동일한 자동차보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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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마케팅 믹스전략의 4가지 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product)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개발이 자유

롭지 않다면, 보험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은 가격전략과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 전

략에 집중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직판상품과 같이 저가격 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14개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보경쟁이 치열한 상황 그리고 담합

을 할 수 없는 시장구조 등의 환경하에서 상품차등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손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채널 경쟁전략

자동차보험 채널 경쟁은 보험업법상 채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

만, 제휴채널(손해보험회사와 유통채널 제휴)을 이용하는 경우, 직판채널(보험

회사가 고용한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이 모두 동일하므로, 사업비 절감

형 직판채널과 비직판채널의 경쟁에서 직판채널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채널전략은 비직판채널 전략과 

직판채널 전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비직판채널 전략에서는 전속대리점에 

중점을 두면서 비전속 독립대리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3. 마케팅전략 목표

앞 절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은 성숙기 시장이거나, 

성숙기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장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대수 증가와 접한 

관계가 있는 대당 인구수를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

단되지만 인구감소추이, 고령화 비율 증가, 경제성장률 수준, 온라인자동차보험 

시장의 규모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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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면, 고객이 다음 계약에서도 자기 회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노력, 즉 충성도21)를 

높이는 전략이 향후 마케팅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할 것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이 성숙기 시장에 접어들었는데 보험회사들의 경쟁방식은 상

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에 치우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손해보험회사의 마케

팅 믹스 전략측면을 보면,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마케팅 믹스전략의 핵심인 

‘상품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시장에

서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효용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차별화된 효용에 

부합한 가격으로 자동차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런데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 여건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새로운 효용의 자동차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는 활동, 즉 상품차별화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상품차등화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 향후에도 지속되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가 지속된다면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상품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경쟁만 한다면 

영업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앞서 분석결과를 보면 2000년 초 이후 자동차

보험 시장의 HHI지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시장

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이 치열

21) 충성도는 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 기존고객이 자기회사의 고객으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것(유지의도) 뿐 아니라, 다른 회사 고객 또는 신규고객에게 자신이 가입한 회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추천의도)도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다. 충성도의 개념 중에서 유
지의도는 충성도의 기본 개념이다. 그런데 유지의도는 추천의도보다는 다소 소극적
인 개념인 반면, 추천의도는 유지의도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즉, 유지의도
에 더해진 남에게 자기가 가입한 회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가 추가된 적극적인 
개념이다. 남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고객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으
면서 마케팅 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자동차보험 마케
팅 전략 수립에서는 유지의도뿐 아니라 추천의도까지 포괄적 충성도 개념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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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상품경쟁을 할 수 없

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전략은 가격인하 전략 밖에 없다. 가격인하 전략이 

자동차보험 시장의 핵심 마케팅 전략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영

업수지 적자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성숙기 시장에 진입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마

케팅 전략의 목표는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믹스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에는 자

동차보험에서 마케팅 믹스전략 중에서 상품차별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믹스전략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이 연구의 이하 장에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품차별화 전략과 활

발히 사용되고 있는 가격전략이 자동차보험 마케팅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해보고, 만일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통계모형

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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